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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과거, 현재, 및 미래

강림절은 감사와 축하를 하는 기대와 약속의 시간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 

축하 헌금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미래의 인종 

민족 지도자들의 가능성을 키움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50%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은퇴한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재정 및 주택 수요와 함께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긴급한 재정 및 의료비가 필요한 교회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50%는 장로교 유색인종 학교에서 미래 지도자들을 위한 기회를 지원합니다

• 유색인종 학생과 장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사역을 위해 유색인종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아낌없이 헌금하여 주세요

presbyterianmission.org/give/christmasjoy

JOY라는 문자를 찍어 20222로 보내면 10달러를 헌금하게 됨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시련의 시간에 가족 찾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성탄 축하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및 미래



존 스코틀랜드John Scotland
의 가족은 2014년에 그의 
딸 엘리사벳Elisabeth의 
심한 뇌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존은 뉴저지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휴가를 허락 받았기 때문에 그와 
아내는 딸의 회복 기간 동안 보스턴에 있는 그녀의 옆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없는 동안 목회 직무와 추가 생활비를 보조할 
사람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과 웨스트 저지 
노회의 보조금으로 스코틀랜드 가족은 수술과 2개월간의 고된 재활을 
받는 동안 딸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교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었고 
우리가 시련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존 스코틀랜드 목사 

현재:  엘리사벳Elisabeth은 올해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필라델피아에서 회계사로 일합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와 그의 아내는 

뉴저지로 돌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 가정들을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충실히 섬기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감사를 

보여주십시오

성탄 축하 헌금에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은 장로교회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습니다.

약 291가정이 소득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은퇴한 교회 사역자와 도움이 필요한 생존 배우자들을 

도와줍니다. 

 

211가구 이상이 주택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기구는 

퇴직한 교회 사역자가 현재의 집을 유지하거나 보조 생활 

및 장기 요양 시설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0가구 이상이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한 재정적 필요 

또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나눔 및 비상 그랜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탄 축하 헌금에 아낌없이 기부하여 주세요.


